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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v4 네트워크에서 IPv6 네트워크로 점차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 두 프로토콜간에 원활한 통신

을 지원하기 위해 듀얼 스택, 터널링, 그리고 변환기 기법과 같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Mobile IPv4 와 Mobile IPv6 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서로간에 효율적인 통신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obile IPv4 가 
변환 기법에 함께 사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Mobility 를 지원하기 위한 NAT-PT 테이블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1. 서론 

기존의 IPv4 는 제한된 수의 주소공간 때문에 폭발

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수요를 점차 감당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IPv6[1]는 이러한 IPv4 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IPv4 는 IPv6 로 대체될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만 IPv4 는 하루아침에 IPv6 의 환경으

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IPv4 와 IPv6 는 상당기간 

공존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IPv4 와 

IPv6 간의 통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이 기종 프로토콜간의 통신을 위해 IETF 

ngtrans WG(Network Generation Transition 

Working Group)에서는 크게 3 가지 IPv4/IPv6 통신

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안되고 있다. 첫 번째는 IPv4

및 IPv6 두개의 프로토콜 스택을 모두 가지는 듀얼  

 
This work was supported by ITRC of MIC and by NCA. 

스택이고 두번째는 IPv4 와 IPv6 간의 터널을 통한 기

법들이다. 마지막으로 IPv4 와 IPv6 프로토콜 간의 

패킷을 변환하는 방법인 변환기[4] 기술이 있다. 

많은 수의 모바일 터미널과 무선 장비들은 가까운 시

일내에 인터넷에 연결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러한 

이동성을 요구하는 단말들에게 끊김 없는 이동성 제

공을 위해 IPv4 와 IPv6 에는 각각 Mobile IPv4[2]와 

Mobile IPv6[3]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 기

종 프로토콜간의 통신 메커니즘들은 Mobile IP 에  대

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

환기 메커니즘이 Mobile IP 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

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는 각 변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 3 장에서는 

변환기 메커니즘에서 Mobile IP 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NAT-PT 이동성 관리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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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으로 마무리 한다. 
 
2. 관련 연구 

향후 IPv6 가 도입되면 IPv4 네트워크와 혼재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림  

 

 
그림 1. IPv4 와 IPv6 가 혼재된 네트워크 

 

1 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 과 같이 IPv4 만을 지원

하는 네트워크와 IPv6 만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그리

고 IPv4/IPv6 를 지원하는 듀얼 스택 네트워크로 구분

된다. IPv4 와 IPv6 네트워크 간에는 교환기 메커니즘

이 사용되고 IP 듀얼 스택 네트워크와 IPv4 및 IPv6 

네트워크는 각각 IPv4 및 IPv6 로 통신하게 된다. 마

지막으로 IPv6 가 IPv4 를 지나 IPv6 네트워크와 통신

하기 위해서는 터널링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2.1 Dual Stack 

듀얼 스택은 노드가 IPv4 프로토콜 스택과 IPv6 프

로토콜스택을 모두 가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듀얼 스

택 노드는 IPv4 노드와의 통신에서는 IPv4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고 IPv6 노드와의 통신에서는 IPv6 프

로토콜 스택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그림 2. 듀얼 스택 구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제한된 자원을 가진 모

바일 노드가  IPv4 와 IPv6 의 프로토콜 스택을 모두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2.2 터널링 

터널링 기법[6]은 서로 다른 버전의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네트워크를 지나가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

다.  예를 들어 IPv6 네트워크에서 IPv4 네트워크를 

거쳐서 다른 IPv6 네트워크로 이동할 경우에 IPv4 네

트워크에 터널을 만들어 두어 IPv6 패킷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IPv6 가 도입되어도 당분간은 IPv4 네트워크와 IPv6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환 기술 중에서도 터널링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터널링 기술로는 

`Configured tunnel', `6to4', `6over4', `ISATAP'(Intra-Site 
Automatic Tunnel Addressing Protocol), `Teredo', `IPv6 over 
MPLS' 등이 있다. 
 

2.3 변환기 

변환기 기법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IPv4 호스트와 IPv6 호스트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변환 기술은 변환을 어느 계

층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헤더 변환 방식[5], ALG 

방식, 전송 계층 relay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NAT-PT 는 IPv4 네트워크와 IPv6 네트워크간의 경

계에 위치하는 경계 라우터가 IPv4 패킷을 IPv6 패킷

으로 변환하고 IPv6 패킷은 IPv4 패킷으로 변환해 줌

으로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헤더 

변환은 SIIT[5]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환하고 연결

을 요청하는 노드마다 NAT-PT 가 각각 임시로 IP 주

소를 자신의 IP address pool 에서 할당한다. NAT-

PT(Network Address Translation –  Protocol 

Translation)의 구조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NAT-PT structure 

 

3. 제안사항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이 기종 프로토콜간 통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에 모바일 환경이 적용했을 경우에는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3.1 경로 최적화 문제점 

모바일 IP 기술은 노드가 이동을 했을 경우 자신의 

홈에이전트와 상대노드에게 이동성을 알려주도록 되

IPv4 network IPv4 network

IPv6 network 

IPv4/v6 

Dual Stack 

IPv6 network

IPv4 

IPv6 

IPv4/IPv6 

Translator 

IPv6-in-IPv4 tunn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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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러나 노드가 다른 프로토콜의 노드와 통

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동성을 알려줄 수 있

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노드는 자신의 상대노드와의 

경로를 최적화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모바일 IPv4 노드가 IPv6 노드와 통신하는 것은 그림 

  

IPv4 Network IPv6 Network

CNv6

Border Router
HAv4

FA4 FA4

IPv6 Correspondent Node CNv6

Mobile IPv4 Foreign AgentFAv4

Mobile IPv4 Home AgentHAv4

IPv6 Correspondent Node CNv6

Mobile IPv4 Foreign AgentFAv4

Mobile IPv4 Home AgentHAv4

 
그림 4. Mobile IPv4 노드와 IPv6 네트워크 간의 통신 

 

4 와 같은 형태로 NAT-PT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모바일 노드가 CNv6 와의 통신 도중에 FAv4

의 네트워크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CNv6 에게 자신

의 이동을 알려줄 수 없어 패킷이 HAv4 를 경유하여

야 하는 삼각 라우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5 

는 모바일 노드가 IPv6 노드와 통신 중에 이동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삼각 라우팅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IPv4 Network IPv6 Network

CNv6

Border Router
HAv4

FA4 FA4

IPv6 Correspondent Node CNv6

CNv6 to Mobile Node

Mobile Node to CNv6

Mobile IPv4 Foreign AgentFAv4

Mobile IPv4 Home AgentHAv4

IPv6 Correspondent Node CNv6

CNv6 to Mobile Node

Mobile Node to CNv6

Mobile IPv4 Foreign AgentFAv4

Mobile IPv4 Home AgentHAv4

 
그림 5. 삼각 라우팅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NAT-PT 가 모바일 

노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다.  

 

3.2 Mobility 를 지원하는 NAT-PT 

삼각 라우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Nv6 에서 

HAv4 를 통해서 모바일 노드로 향하는 패킷이 NAT-

PT 를 경유할 때  CNv6 의 주소와 NAT-PT 에서 모바

일 노드를 위해 할당한 임시주소간의 매핑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HAv4 를 경유하지 않도록 

NAT-PT 에서 매핑 테이블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직접 경로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동성 지원을 위한 NAT-PT 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존의 NAT-PT 에서 Mobility Manager 를 추가한다. 

그림 6 은 NAT-PT 에서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NAT-PT 에 Mobility Manager 라는 모듈을 추가한 구

조이다. 모바일 노드는 자신의 상대 노드가 IPv6 인지

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상대 노드에게 위치 갱

신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 Mobility  

 

Mobility 
Manager

Mobility 
Manager

TCP/UDPTCP/UDP

ALGALG

IPv6IPv6 IPv4IPv4

NIC(eth1)NIC(eth1) NIC(eth0)NIC(eth0)

NA(P)T
-PT

NA(P)T
-PT

Addr. Pool
(IPv4)

Addr. Pool
(IPv4)

IPv6/IPv4
mapping

table

IPv6/IPv4
mapping

table (PT)
SIIT

(PT)
SIIT

 
그림 6. Mobility 를 지원하는 NAT-PT 구조 

 

Manager 가 위치 갱신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한다. 결

국 Mobility Manager 의 목적은 CNv6 가 MN 의 이동

에 상관없이 NAT-PT 에서 MN 의 이동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3.3 Mobility 지원을 위한 테이블 관리 알고리즘 

그림 7 은 모바일 노드가 자신의 홈 네트워크에 있

을 때 IPv6 네트워크의 CN 과 통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IPv4 Network IPv6 Network

CNv6

NAT-PT

HAv4

FA4

163.180.118.100

163.180.118.1
2001:190::1

Eth0 163.180.116.1

Eth1 2001:230::1

163.180.119.1

0001163.180.116.2 0001163.180.116.2

0002163.180.116.3 0002163.180.116.3

POOL of IPv4 ADDRESS

2001:230::2163.180.116.1 2001:230::2163.180.116.1

2001:230::1163.180.116.2 2001:230::1163.180.116.2

DNS static Mapping

Mapping table

163.180.118.2

DNSv4

2001:190::1

DNSv6

 
그림 7. 홈네트워크에서의 통신 모습 

 

모바일 노드가 FAv4 의 네트워크로 진입하게 되면 

모바일 노드는 자신의 홈에이전트에게 Registration 

Request 를 실시하고 홈에이전트로부터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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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를 수신하게 되면 CNv6 로 다시 Registration 

Request 를 보낸다. NAT-PT 는 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NAT-PT 의 Mobility 

Manager 가 NAT-PT 의 임시 주소 공간에서 모바일 

노드의 CoA 를 위한 주소를 할당받는다.  

 

IPv4 Network IPv6 Network

CNv6

NAT-PT

HAv4

FA4

163.180.119.2

163.180.118.1
2001:190::1

Eth0 163.180.116.1

Eth1 2001:230::1

163.180.119.1

0001163.180.116.2 0001163.180.116.2

0002163.180.116.3 0002163.180.116.3

POOL of IPv4 ADDRESS

2001:230::2163.180.116.1 2001:230::2163.180.116.1

DNS static Mapping

Mapping table for Mobility

163.180.118.2

DNSv4

2001:190::1

DNSv6

Metric22001:190::1163.180.116.2

M:500secMetric12001:190::1163.180.116.3

Metric22001:190::1163.180.116.2

M:500secMetric12001:190::1163.180.116.3

 
그림 7. 모바일 노드가 외부로 이동했을 경우 

 

할당받은 임시 주소와 CNv6 의 주소를 다시 매핑시

키고 기존의 홈네트워크에서 모바일 노드가 CNv6 와

의 연결 때문에 만들어진 테이블에 metric 2 를 할당

하고 모바일 노드의 새로운 CoA 로 만들어진 테이블

에 metric 1 을 할당한다. 그리고 CoA 로 만들어진 테

이블에는 모바일 노드가 외부로 이동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임을 명시하기 위해 모빌리티 필드를 추가한다. 

또한 테이블이 임시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lifetime

을 설정한다. 이렇게 모빌리티 필드를 추가하는 것은 

 

MNHAv4 NAT-PT CNv6

MNHAv4 NAT-PT CNv6

Movement

FAv4

FAv4

Registration 
Request

Registration 
Reply 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 후킹

MN의 CoA를
위한 테이블 생
성Registration 

Reply

Connection Established

NAT-PT에서
대신 reply보냄

기존의 연결 링크

 
그림 8. 제안 기법의 동작 과정 

 
모바일 노드가 FA 네트워크에 나와있다가 다시 홈

네트워크로 돌아갔을 경우 NAT-PT 에 메시지를 보냄

으로써 핸드오프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

다. 그리고 lifetime 을 설정한 것은 모바일 노드가 홈

네트워크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

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자 
할 경우에 NAT-PT 와 모바일 노드 사이에 별다른 메

시지 교환없이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NAT-PT 는 모바일 노드에 할당한 lifetime 이 초

과되면 모바일 노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lifetime 을 갱신하도록 한다. 만일 모바일 노드

가 응답하지 않으면 테이블에서 삭제한다.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CNv6 에서 외부 네트워크에 

나가 있는 모바일 노드로 오는 패킷이 HAv4 를 통하

지 않고 직접 모바일 노드로 오게 되는 라우팅 최적

화가 가능하다. 그림 8 은 모바일 노드가 홈 네트워크

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했을 경우 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4. 결론 

Mobile IPv4 를 사용하는 모바일 노드와 IPv6 네트

워크에 존재하는 호스트 사이에 라우팅 경로 최적화

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 갱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지

만 그러한 메시지들을 처리할 수 있는 변환 메커니즘

이 없어 NAT-PT 에서 직접 이동성 지원을 위한 테이

블 관리방안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IPv4 에서 

IPv6 로 진화하면서 이 들간의 변환 메커니즘은 굉장

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 지원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변환 메커니즘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이블 관리 메커

니즘을 정의하고 이것을 구현함으로써 실제적인 성능

에 대한 검증이 하도록 하고 모바일 노드가 IPv4 네트

워크에서 IPv6 로 이동했을 경우와 같은 좀 더 광범위

한 이동성 지원 전환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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